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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2002년도 정기 총회

2002년 9월 11일, 12일 이틀간에 걸쳐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2002년도 정기총회가 한
일 연구기관 대표자 및 관계자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 크라운호텔에서 개최되
었다.
이번 총회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주관 하에 1일째 총회에서는 2001년도의 사업보고, 임원개
선, 2002년도 사업계획, 차기총회 개최지 결정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그리고, (재)울산발전연
구원이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였다. 총회에 이어 동아대학교 박물관장 沈奉謹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고고학상으로 본 한․일고대문화’란 제목으로 강연회를 가졌다. 이틀째 오전에는
2001년도 연구보고회가 개최되어 각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토의와 의견교환이 있었다. 또, 오
후에는 부산광역시 신호공단에 위치한 삼성르노자동차 공장 및 주변공단을 견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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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2002년도 총회 및 연구 보고회 출석자 명단
구분

소속

際東아시아 究센터

직책
所長

山下彰一

Yamashita Shoichi

長崎 際大 助 授

河村誠治

Kawamura Seiji

事務局長

吉田憲正

Yoshida Kazumasa

企劃主任

深川

Fukagawa Megumi

上級 究員

オレクサㄴダ モブシュク Oleksandr Movshuk

理事長
아시아太平洋센터

일
본

九州経 調査協

佐賀経 調査協

長崎経

究所

親和経 文化 究所

釜山

慶南

展 究院

展 究院

성명

藤与志夫 Gondo Yoshio

事務局長

落石捻彦

Ochiishi Toshihiko

日本文理大 講師

本村裕之

Motomura Hiroyuki

理事長

今村昭夫

Imamura Akio

究主査

平田 エマ Hirata Ema

理事長

指山弘養

Sashiyama Hiroyasu

事務局長

川浪洋史

Kawanami Hiroshi

究員

副島留美子 Soejima Rumiko

究員

田隆裕

究員

川崎敦彦

Kawasaki Atsuhiko

代表取締役社長

安達洋平

Adachi Yohei

主任 究員

中村政博

Nakamura Masahiro

代表取締役社長

麻生孝昭

Aso Takaaki

主任 究員

池田晋介

Ikeda Shinsuke

院長

金

Kim, Hack Ro

先任 究委員

朴明欽

Park, Myung Heum

先任 究委員

琴性根

Keum, Sung Keun

副 究委員

崔允

Choi, Yoon Chan

院長

成泰鉉

Sung, Tae Hyun

孫相洛

Son, Sang Rag

仁植

Hwang, In Sik

究委員
責任 究員

한
국

院長
光州全南 展 究院

州

蔚山

展 究院

展 究院

魯

Uchida Takahiro

宋彦鍾

Song, Eon Jong

究委員

宋泰鉀

Song, Tae Gab

副 究委員

曺彰完

Cho, Chang Wan

院長

高忠錫

Koh, Chung Suk

責任 究員

朴元培

Park, Won Bae

責任 究員

鄭丞勳

Chung, Seung Hoon

院長

徐根太

Suh, Keun Tae

責任 究員

姜

Kang, Young Hoon

企劃行政要員

纁
海相

Hwang, Hae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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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회 프로그램

연구보고 I
(진행) 성태현 경남발전연구원장
(보고)
① 부산과 키타큐슈 환경산업 협력 방안 / 부산발전연구원 최 윤 찬
② 친환경농산물소비실태 및 소비촉진방안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조 창 완
(Comment) 큐슈경제조사협회 이사장 이마무라 아키오
(토론) 참석자 전원

연구보고 II
(진행) 아소 타카아키 친와문화경제연구소 사장
(보고) ① 한일해협권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건과 과제
/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 카와무라 세이지
② 국제관광도시 쇼핑행동의 기초적 조사연구 II
/ 일본문리대학강사 (아시아태평양센터) 모토무라 히로유키
(Comment) 제주발전연구원 정 승 훈
(토론) 참석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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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지역 뉴스
1) 후쿠오카현
(1) 리버 워크 키타큐슈 오픈
구 5개 시가 대등 합병이란 장대하고 획기적인 시도를 통해 1963년에 탄생한 키타큐슈시
에 있어서 2003년은 시정 4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할 만한 해이다.
키타큐슈시는 계속되고 있는 불황 속에서 중앙정부의 [특구]구상을 활용한 경기대책 및 지
역경제 진흥을 최우선 과제로 책정함과 동시에 [문화 창조]를 시정 40주년의 테마로 결정하
였다.
이번 4월에 도시의 활기를 창출하는 도심부 재개발사업인 [리버 워크 키타큐슈] (연면적
약 160,000㎡)가 오픈하였다. 이 대규모 상업 복합시설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가칭) 키타
큐슈 예술극장]은 대형 홀(약 1,300명 수용), 중규모 극장(약 700명), 소극장(120∼300명) 등 3
개의 극장으로 구성되어 8월에 오픈하게 된다. 여기서는 일본 전통예능인 쿄오겐(희극)을 비
롯하여 뮤지컬, 셰익스피어 극 등 매력이 넘치는 오프닝 이벤트가 속속 예정되어 있다.
또 여기에서는 [보는] 즐거움은 물론 갤러리를 비롯하여 지원시설을 이용하여 시민이
연극을 [창조]하고 [육성]해 가는 것도 가능하므로 연극을 통한 문화활동의 핵심적 시설이 될
것이다.

(2) 후쿠오카 국제회의장 오픈
전용 회의장으로서는 현내 최대 규모인 후쿠오카 국제회의장이 2003년 3월3일 개관하였다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세키죠오마치). 후쿠오카시는 [컨벤션 시티 형성]을 주요 시책으로 책
정하고 컨벤션 유치와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후쿠오카 국제회의장은 이에 중심
적인 역할을 하게 될 시설로서 가까이에는 머린 멧세 후쿠오카, 후쿠오카 선 팰리스, 후쿠오
카 국제센터와 같은 기존의 컨벤션시설이 있는 곳에 후쿠오카 국제회의장이 새로이 들어섬
으로써 회의장, 전시장, 홀, 숙박시설 등을 갖춘 큐슈 최대규모의 복합 컨벤션 지역이 탄생하
게 된 것이다.
건물은 지상 5층건물로서 홀 등을 포함한 17개의 회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휠체어 전용 공
간과 점자를 통한 안내도 하고 있다. 특히 숙박시설을 갖춘 후쿠오카 선 팰리스와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등 숙박을 필요로 하는 회의장 이용자에게는 대단히 편리한 시설이기도 하다.
이 회의장에서는 일본 최대규모의 컨벤션인 일본의학회 총회가 2003년 4월에 개최되는 것
을 비롯하여 2004년에는 JCI(국제 청년회의소) 세계대회, 2005년 국제 우주항행회의 등의 개
최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등 이 컨벤션 지역이 앞으로 컨벤션 유치와 개최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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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가현
(1) 체르시가 토스시에 진출
유명 브랜드의 대형 아웃렛 센터를 전개하고 있는 [체르시 재팬(도쿄)]이 큐슈에서는 처음
으로 토스시 북부 구릉신도시 상업용지 약 134,000㎡에 진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출점
사례를 보아 약 80개 점포에서 100개의 점포가 출점하여 연간 100만명 이상의 쇼핑객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싱크로트론 광 사가현 응용연구시설 건설 추진중
과학기술의 세계를 미크로(100만분의 1)에서 나노(10억분의 1)로 이끌어갈 미래의 빛 [싱
크로트론 광]의 사가현 응용연구시설 건설이 토스시 북부 구릉신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다. 직
경 25m의 링을 갖춘 실험 홀이 완성된데 이어 싱크로트론 광을 만들어내는 광원장치, 빛을
실험장치로 유도하는 빔 라인 조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가동 예정은 2004년도.
이 시설에는 사가현을 비롯한 큐슈지역 뿐만 아니라 해외의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들이 많
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가현은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위해 [아시아/ 큐슈]를 중심으로 폭 넓게 연구자를 받아
들일 방침으로 장기에 걸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연구실과 숙박시설도 설치할 예정이
다. 또한 최신 과학 동향을 소개하는 세미나실과 실험 모습을 견학할 수 있는 부스도 갖추어
시민과의 교류 거점으로서의 기능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에 개방되어 있는 싱크로트론 광 전용 연구시설은 세계적으로 27군데에 지나지 않아
큐슈에서 처음이 될 사가현의 시설에는 사가현이나 큐슈지역 뿐만 아니라 해외의 연구자들
의 뜨거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의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3) 아리타 도자기시장 과거 최고 132만명 기록, 2003년 100회 기념
제 99회 아리타 도자기시장은 2002년5월5일 폐막되었다. 7일간의 개최 기간중 방문자는 98
만명, 매상액은 30억 천만엔으로서 모두 과거 최고를 기록하였다. 2003년에는 100회 기념 도
자기시장이 개최되었다. (방문자 132만명, 매상액 42 억엔)
아리타 도자기는 1597년, 조선의 도공 이삼평이 아리타마치 이즈미야마 에서 도자기용 자
석광을 발견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1993년 10월30일, 나고야성 옛터와 인접한 곳에 설립된 사가현립 나고야성 박물관은 일본
열도와 한반도와의 긴 교류의 역사를 재확인하고 앞으로 양 지역의 교류와 우호를 추진하기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한일교류의 상징적인 시설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개관이래 일본
국내와 한국으로부터의 입장자를 포함하여 2002년도의 입장자 수100만명을 달성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개관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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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사키현
(1) 미츠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호화객선 화재발생
2002년10월1일, 미츠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본공장 무코우지마 안벽에서 조선중이었
던 세계 최대급 호화객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약11만 3,000톤) 5층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 미츠비시측과 발주처인 영국의 해운회사 P&O 프린세스 크루즈는 화재로 인한 엔진
등의 동력기관에 대한 영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선체를 폐기하여 다시 건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수리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또 같은 해 3월에 기공하여 동시에 병행하여 건조중
이었던 같은 형의 제2호화객선 [사파이어 프린세스]를 이름을 바꾸어 대체하기로 하고 2004
년 2월까지 완성키로 하였다.

(2) 관광 이벤트 [나가사키 쿤치 못테 고오이] 개최, 경제효과 3억엔
나가사키현 가을 대축제의 하나인 [나가사키 쿤치]는 매년 10월 7일∼9일까지 3일간에 걸
쳐 개최되고 있다. 이 축제가 끝난 후 [나가사키 쿤치]를 재현하는 관광 이벤트 [나가사키 쿤
치 못테 고오이]가 2002년 10월 12,13일(토,일)에 개최되었다. 이 이벤트는 [나가사키 쿤치]의
여러 행사를 비가 와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서 비에 대비하여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용춤 등 본 축제에 출연한 5개 공연 팀(마을 단위)이 참가하였다. 이 이벤트를 개최
한 실행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파급효과는 2억 9,100만엔, 2일간의 관광객 동원수는 약
9,000명, 이 중 현 외로부터 830명이 방문하였다. 현 외로부터의 관광객은 대부분이 후쿠오카
현, 사가현 등 인접한 현으로부터였으며 관광 후 당일 귀가하는 관광객이 70%를 차지했다.

(3) 후레스타 SASEBO 오픈
사세보시 중심 시가지의 발전과 매력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목적으로 나가사키현과 사세보
시가 중심이 되어 사세보역 주변 재개발사업을 199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의 일
환으로서 JR 사세보역 고가철도 밑과 인접지에 건설중이었던 상업시설 [후레스타 SASEBO]
가 2002년 11월에 오픈하였다. 이 시설은 JR큐슈가 건설한 3층건물의 상업빌딩으로서 1층건
물의 음식점 동과 고가 밑 상업 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장 면적은 약 6,200㎡, 연간 입장
자 수는 약 400만명, 매상액 약 35억엔을 예상하고 있다. 나가사키현내에서는 2000년 가을에
JR나가사키역 옆에 개업한 [아뮤 플라자 나가사키]에 이어 두번째의 시설이 된다.

(4) 운젠부흥기념관 오픈
1990년에 있었던 운젠 후겐다케 분화 재해의 위협과 교훈을 전하기 위한 [운젠다케 재해기
념관(애칭: 가마다수 돔)]이 2002년 7월1일에 개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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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념관은 나가사키현이 약 43억엔을 들여 건설한 것으로서 화쇄류(화산재 등이 분화구
로부터 한꺼번에 흘러내려오는 현상)의 강한 위력을 모의 체험할 수 있는 시어터와 유구 등
을 갖춘 체험형 화산 뮤지엄이다. 당초 개관 초년도(2002년 7월∼2003년 5월까지 11개월간)
입장자 수는 22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불과 5개월사이에 목표 수를 달성함으로써 연간
목표를 38만명으로 상향 수정하였다. 이것은 현 내외에서의 TV CM이나 지역 관광 관계자
의 PR을 통해 개인 관광객의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수학여행 코스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입장자 중 50%가 현내, 40%가 현외 큐슈 각지로부터의 관
광객이 점하고 있다.

4) 부산광역시
(1) 부산신항만배후복합물류단지 조성
신항만배후복합물류단지는 7.8㎢의 항만시설을 갖추고, 연간 340만TEU의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는 부산신항만과 연계하여 종합물류기지 및 국제무역단지로 건설된다. 부산신항만은
21세기의 동북아시아의 국제물류의 중심기능이 집적되는 첨단항만이고, 이 배후복합물류단
지에는 컨테이너터미널, 집배송센터, 창고업시설, 가공․조립포장시설, 상품전시시설과 함께
비즈니스센터, 주거단지,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금후, 태평양과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철의 실크로드가 구체화될 경우, 이 물류단지는 동
북아시아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고, 배후물류단지와 삼량진을 연결하는 철도의
건설로 기존의 경부선보다 단거리로 서울과 북한으로 물동량을 운송할 수 있다.
신항만프로젝트는 기존 부산항에서의 선적의 지연, 물류의 지연, 배후도로의 교통문제에
의한 비용부담과 교통혼잡 등이 해소되는 저비용, 고효율의 장점을 갖춘 복합물류단지 프로
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일대, 면적 3,083,454㎡에 복합물류, 업무, 상업
및 주거용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부지분양시기는 2005년∼2014년(단계별분양)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시설>
구분

계

복합물류

주거

상업업무

전시

도로공원

기타

면적(천㎡)

3,084

1,233

337

251

142

1,071

50

비율(%)

100

40

11

8

4

3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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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해양순환도로 : 북항대교 건설
북항대교는 야심적인 부산해안순환도로사업의 하나이다. 부산은 급속히 성장하는 동남권
의 중심에 있는 인구 380만명의 항만도시이다. 순환도로가 완공되면, 부산의 북동측에 위치
하는 경부고속도로를 공사중인 부산신항만과 서쪽의 남해고속도로와연결되고 해안순환도로
로 총연장은 54㎞이고, 4개의 대교가 생긴다. 그 가운데 광안대로는 2002년에 완공되었다.
북항대교는 전장 425m, 교각과 교각과의 간격이 850m의 총연장 3.01㎞의 사장교가 된다. 북
항대교의 건설에 있어서는 양단의 접근도로와 영도를 관통하는 고가도로를 함께 건설할 예정
이다. 이 사업의 총연장은 고가도로와 접근램프 사장교를 포함해서 5.77㎞이다. 이것은 6차선의
총연장 3.01㎞의 사장교, 4차선의 총연장 2.76㎞의 고가도로로 구성된다. 4년간의 건설기간과
금후 30년간의 운영기간이 예상되고, 1998년 기준으로 건설비용은 345백만달러로 예상된다.

5) 광주․전라남도
(1) '光州 都心活性化' 核心事業 選定
光州市는 都心活性化 方案으로 檢討되고 있는 戰略事業 가운데 波及效果가 크고 짧은 期
間내에 着手가 可能한 事業들을 간추려 20個의 核心事業을 選定하기로 했다. 光州市는 都心
活性化 用役을 推進해온 國土硏究院과 大韓國土․都市計劃學會의 最終報告書를 基礎로 3年
以內에 着手가 可能한 事業과 政府의 財政的 支援을 받을 수 있는 法的 根據가 있는 事業들
을 中心으로 核心事業을 選定하기로 했다.
'都心活性化' 報告書에서 提示한 事業 內容을 보면, 먼저 世界 民主․人權타워 建立事業의
경우 全南道廳 等 都心일원 約 3万坪에 光州를 象徵할 수 있는 構造物을 建立한다는 計劃이
며, 光州 文化産業 아카데미는 現 學生會館을 活用하여 光州地域 文化産業 關聯 敎育機關 等
의 空間으로 造成할 計劃이다. 藝術의 거리 特化事業과 文化마당 造成의 경우 藝術의 거리
일원을 ‘南道文化藝術地區’로 指定하여 藝術文化 創造와 流通의 據點으로 發展시킨다는 計劃
이다.
光州川 워터프론트 造成은 光州川을 各種 都心活性化 事業間 連繫의 空間的 中心軸으로
活用하며, 光州市民 모두가 參與할 수 있는 빛의 祝祭도 開發할 計劃이다. 良林洞 일원은 歷
史文化마을로 造成하고, 現 中央初校 敷地에 現代美術館을 建立하는 方案도 推進할 計劃이
다. 또한 錦南路는 步行者 및 大衆交通 中心의 空間으로 탈바꿈하는 大衆交通몰 造成事業을
펼치며, 錦南路 一帶를 人權의 거리로 造成하는 事業도 計劃하고 있다.

(2) ‘全南農業發展 5個年 計劃’ 確定
DDA 農業協商에 따른 農産物 輸入開放에 對備하여 全南道內 農業競爭力을 높이기 위한
‘全南農業發展 5個年 計劃’이 確定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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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個年 計劃의 基本戰略은 값싼 輸入産 農産物에 對備하여 品質競爭力을 갖춘 高品質
農産物을 生産하고, 販賣는 行政의 支援아래 農協과 生産者組織이 全擔하며, 可能性 있는 農
家를 集中 育成해 一定 規模 以上의 專門農業人으로 育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7年까지 10個 分野 40個 施策을 推進하며, 每年 1兆3千億圓씩 總 6兆7千億圓
의 財源을 投入한다는 計劃이다. 財源別 投資 內譯은 國費가 3兆3千億여원(49.3%), 地方費가
9,100億圓(13.5%), 融資와 自負擔이 2兆4,900億圓(37.2%) 等이다.
主要 事業을 보면, 우선 主所得原인 쌀을 全國 第1米로 끌어올리기 위해 高品質 벼 栽培面
積을 90%까지 擴大할 計劃이다. 또한 米麥爲主의 農業構造를 人蔘․버섯 等 高所得 作目으로
轉換시켜 나갈 方針이다. 多樣한 流通技法을 導入해 直去來率과 共同出荷率을 높이고, 販促活
動도 積極 支援할 計劃이다.

(3) 光州 “住民自治센터” 活性化 推進
光州市가 民選時代를 맞이하여 各 洞에 設置 運營하고 있는 住民自治센터를 住民福祉空間
및 住民共同體 形成의 求心點으로 定着 發展시키기 위한 8대活性化 施策을 마련, 積極 推進
하기로 했다.
住民自治센터 活性化 推進計劃案에 따르면 市는 2,900명의 住民自治委員을 對象으로 오는
6月부터 10月까지 센터 機能과 發展方向 等을 主題로 敎育을 實施하며, 올해 안에 講師풀
(Pool) 管理制를 만든 後 來年부터 運營講師 敎育을 實施할 計劃이다.
또한 選擇的 支援方式을 導入하여 自治센터간 競爭을 通한 活性化를 摸索하기 위해 골목
길 청소하기, 이웃돕기, 防犯活動, 和合行事, 쌈지 公園造成 등 마을 共同體 示範事業을 推進
하고, 事業豫算을 特別 支援할 計劃이다. 그리고 住民自治센터 프로그램 講師 데이터베이스
를 構築하고 各 自治센터 홈페이지와 自治區∼市間 온라인 連結體制를 構築, 自治센터간 情
報交流를 쉽게 한다는 方針이다.
이밖에 市는 年 한차례 定期的으로 自治센터에 對한 運營實態 綜合評價를 實施, 優秀自治
센터 5個를 選定 施賞하며, 圓滑한 活動을 위해 專擔公務員 配置와 特別交付稅나 補助金을
支援할 수 있도록 中央에 制度改善을 建議할 計劃이다.

6) 경상남도
(1) “사이언스 경남21’ 과학의 대중화에 박차!
과학대중화를 위한 21세기 지식경남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이언스 경남21” 프로젝트
가 올해부터 야심차게 추진된다. 경남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공계 대학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지식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과
학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로서는 전국최초로 기초과학에 대한 야심찬 대규모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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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4년간 총 111억원이 투입되어, 이동과학체험
교실(사이언스 버스) 운영, 과학체험대학 운영, 경남과학대전 개최, 경남 학생과학발명품 전
람회 개최, 경상남도 과학기술대상 시상, 전국대학생 자작모형항공기‧자율로봇 경진대회, 전
국 실업계고교생 컴퓨터응용로봇제어 경진대회, 경상남도 고교생 수학‧과학경시대회, 경상남
도 고교생 CAD‧모형경시대회, 경남 중‧고생 수학‧과학경시대회, 영재교육 투자확대 등의 사
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이언스 경남21” 사업에는 경상남도 교육과학연구원과 협력하여 전교
생이 100명 미만인 소규모 초‧중학교(36개교 2,500명)를 대상으로 “사이언스 버스”에 실험기
자재를 탑재하여 과학탐구체험프로그램을 시연하는가 하면, 과학체험대학을 운영하여 초‧중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학교로 초청하여 교수와 함께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등의 실험‧
실습 특별(클럽)활동도 실시할 계획이어서 과학에 대한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 거가대교 내년 4월 착공
외국투자회사의 사업참여 포기로 한때 좌초위기를 맞았던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거가대
교) 건설계획이 사업참여자 확정으로 급진전하게 되었다.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은 2003년 1
월 18일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가칭 GK(주)”의 주간사(社)인 (주)대우건설 등의 관계자들
과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거가대교는 앞으로 1년
동안 실시설계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경 착공해 2010년 3월 완공할 계획이다. 접속도
로는 올 상반기중 착공될 예정이며, 거가대교는 2개의 사장교로 연결되는 장목∼저도∼중죽
도간 4.5㎞, 바다 밑바닥 위에 만들어지는 침매터널 공법이 도입되는 중죽도∼가덕도간 3.7㎞
로 이루어진다.
경남‧부산의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2조원의 돈이 부산‧경남지역에 투자되면
직접적인 고용‧소득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부산∼가덕∼거제∼통영∼남해∼
여수∼완도∼목포를 연결하는 남해안관광벨트의 구축으로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남단의 U자형 국토축이 형성되어 부산‧경남을 중심으
로 한 지역발전과 함께 동북아중심국가를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제주도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촉진기구의 역할을 하게 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002년 5
월 15일 창립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선도프로젝트 추진 등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
록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정부로부터 필요자금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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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조받는 정부출연기관이다.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7대 선도프로젝트 개발 및 투자
유치를 집중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2) 내국인면세점 개점
2002년 12월 24일 국내 최초의 내국인 면세점이 오픈하였다. 내국인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
도시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립과 같은 사업기반 마련에
이어 가시화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첫번째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
내국인면세점은 제주공항 국내선 2층 출발대합실과 제주항 대합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
에서 도외 국내지역으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출항하는 19세 이상 내국인이면 이용이 가능
하다.
면세물품 구입한도는 1회 35만원(3백달러)이며, 주류는 12만원(1백달러) 1병, 담배는 10갑
이하로 연간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1백70여개 명품브랜드 4천여 상품을 시중가보다 20∼
5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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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1회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교류회의
<개최개요>
□기

간 : 2002. 11. 11(月) ∼ 11. 13(水) (2박3일)

□장

소 : 파라다이스 호텔

□참

석 : 117명(한․일 8개시도현 57/주민 30/관계공무원 30)

○ 일본측(28) ▷ 福岡縣(7), 佐賀縣(6), 長崎縣(7), 山口縣(8),
○ 한국측(29) ▷ 釜 山(7), 全南道(7), 慶南道(9), 濟州道(6)

<일정별 주요내용>
□ 11. 11(月) : 한․일 지사도착, 지사상견례, 환영만찬
□ 11. 12(火)
○ 교류회의 : 발표문 발표, 주민과의 대화, 자유토론
○ 지역시찰 : BEXCO, 광안대로, 부산박물관, 부산아쿠아리움
○ 실무회의 : 공동성명문 확정, 차기 실무회의 및 2003년 지사회의 일정협의
○ 기자회견 : 공동성명발표 및 기자질의․답변
○ 환송만찬 : 선물교환(韓 - A/G 주경기장 모형, 日 - 칠기화병)
□ 11. 13(水) : 일본측지사 출발

<지사발표 주요내용>
ꊱ佐賀縣
○ 주요시책 소개
▷ ｢사가 아시아 여성포럼 ｣
▷ 현립 나고야성 박물관 특별기획전
▷ 전남 지방공무원교육원 일본어연수생 사가방문
○ 공동교류사업 평가
▷ 청소년교류사업
▷ 광역관광협의회 사업
○기 타
▷ 대한민국 수교훈장 숭례장 수여에 감사
▷ 청소년과 여성을 중점으로 우호교류 촉진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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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濟州道
○ 주요시책 소개
▷ 제주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 제안사항
▷ 동북아지역 FTA 설립을 위한 역량결집
▷ 상호간 문화, 스포츠, 이벤트 행사에 민간중심의 참여

ꊳ福岡縣
○ 주요시책 소개
▷ ｢후쿠오카 기가바이트 하이웨이｣개통
▷ ｢e 아시아 마켓플레이스 후쿠오카｣개설
▷ ｢현해 프로젝트 협의회｣설립
▷ ｢실리콘 씨벨트 후쿠오카 프로젝트｣
▷ ｢후쿠오카 벤쳐마켓｣
▷ 아시아 유학생에 대한 지원
▷ ｢후쿠오카 리사이클 종합연구센터｣
▷ RDF 발전소 조업개시
▷ 큐슈 국립박물관 착공

ꊴ 慶尙南道
○ 주요시책 소개
▷ ｢메카노 21 프로젝트｣
▷ 한국국제기계박람회, F3 자동차경주대회
○ 제안사항
▷ 한일해협연안 지방정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한일해협연안지역 경제백서 발간
▷ 행정기관, 대학간 인적교류 강화
▷ 한일해협 물류수송망건설 심포지움 개최

ꊵ山口縣
○ 주요시책 소개
▷｢야마구치 정보 슈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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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구치 미래디자인 21｣ 3차 실행계획 수립
▷｢쓰레기 제로사회 만들기｣ 추진
○ 공동교류사업 평가
▷ 주민친선 이벤트사업
▷ 경제교류촉진사업
▷ 수산관계 교류사업
▷ 환경기술 교류사업
▷ 정보네트워크 공동구축 사업

ꊶ 全羅南道
○ 주요시책 소개
▷ 경제살리기
▷ 원스톱서비스 강화
▷ 목포권, 광양만권등을 자유무역지역, 경제특구로 지정
▷ 고흥 우주센터
○ 제안사항
▷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시유치에 협조요망
▷ 무안∼福岡, 무안∼大阪간 직항로개설 지원요망
▷ 8개 시도현을 잇는 관광선 운항
▷ 8개 시도현 상공인 투자설명회 개최

ꊷ長崎縣
○ 주요시책 소개
▷｢長崎∼서울 항공로｣, ｢씨 플라워｣, ｢정기콘테이너항로｣ 이용 촉진
▷ 쓰시마 고교에 국제문화교류코스 개설
▷｢풍부한 바다만들기 대회｣에 한국 전통예술 소개
▷｢JAPAN - KOREA 시민교류페스티벌 2002｣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쓰시마 아리랑축제｣와 ｢부산바다축제｣자매결연
▷ 2004년｢쓰시마 시｣ 탄생
○ 공동교류사업 평가
▷ 전통공예교류사업
▷ 한일교류사 이해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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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항
▷ 바다환경미화 캠페인 협조요망

ꊸ 釜山廣域市
○ 주요시책 소개
▷｢포스트 아시아드 10대사업｣ 추진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
▷｢아․태도시관광진흥기구(TPO)｣ 설립
○ 공동교류사업 평가
▷ 경제교류 촉진사업
▷ 지역전통공예 교류사업
○ 제안사항
▷ ｢공동연구기구｣ 설립
▷ ｢한일해협 청소년축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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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우리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와 일본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
사키현, 야마구치현을 대표하여, 2002년 11월 12일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서 제11회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를 개최하였다.
월드컵대회가 한․일 공동으로 개최된 해이자,｢한․일 국민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해에 개
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8개 시도현이 주요시책에 관해 정보교환을 실시하고, 공동교류사업의
성과 및 이후의 교류 전망과 방법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 한․일 8개 시도현을 잇는 관광선의 운항, 한일해협연안
지역의 공통과제를 효율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공동연구기구』설립 등이 논의되었으며 한
일양국간의 FTA(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 이순 째의 기본이념인 ｢주민에게 열려있는 지사회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사회의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일본측의 지사와 지역주민간 의견 교환을 실시했다。
이번 지사회의에서는 한․일해협권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를 더 한층 견고히 하고, 보다
나은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다.
1. 한․일 해협권 공동자원인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한․일 양지역이 연계하여
2003년부터 3년간 해양환경미화에 관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2. 한․일 월드컵공동개최를 기념하기 위한『한․일해협 청소년축구대회』개최에 대하여
그 개최시기,방법등을 포함하여 기존의 교류사업 안에서 검토한다.
3. 청소년 교류사업과 주민친선이벤트사업 등 기존의 공동교류사업은 큰 성과를 거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무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재평가․검토를 실시
하고, 보다 실질적․효과적으로 추진한다.
4. 한일해협연안지역 물류심포지움의 개최, 한일해협연안지역경제백서(데이터 베이스) 제
작에 대하여 추후 실무회의에서 현황파악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5. 차기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교류회의는 2003년에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개최한다.
이상, 우리들은 본 지사회의가 한․일 지역간 교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
랑으로 여기며, 21세기 한․일해협권의 신시대를 창조해 가기로 했다.
2002年 11月 12日
釜 山 廣 域 市
全 羅 南 道 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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